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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diverse carbonate rocks can be investigated by using VNIR-

SWIR(visible near infrared-short wavelength infrared) spectroscopic analysis as a rapid, nondestructive, and inex-

pensive tool. Comparing whole rock analysis to VNIR-SWIR spectroscopic analysis, the analytical method was

investigated to estimate CaO contents, mud impurity, and whiteness of carbonate rocks involved in high-grade lime-

stones in the field. We classify typical carbonate rocks in the upper Pungchon Formation in high-grade limestone

mine area such as the Gangweon, Chungmu and Baegun mine in the Jeongseon area. The results show that pow-

dered specimen has much higher reflectance than cutted specimen between the same sample. Whiteness is highly

correlated with reflectance(0.99) for powdered specimen. The absorption of mineral mixtures shifts in position as a

result of the mass ratio of calcite and dolomite in the Chungmu mine by changing to 75:25, 50:50, and 25:75. The

absorption peak position in carbonate mixtures is highly correlated with CaO contents(0.98~0.99). Based on color

system, the carbonate rocks are grouped into (milky) white, light grey, light brown, grey, and dark grey. The

absorption peak position shifts from 2340 nm to 2320 nm as CaO contents decrease from 55.86 wt.% to

29.71 wt.%. We confirmed that absorption peak position shifts depending on the amount of Ca, which is bonded to

CO3

-2, Mg, and Fe contents replacing Ca. This result suggests that CaO contents in carbonate rocks can be consid-

ered to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field by spectroscop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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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지역 고품위 석회석 광산인 강원, 충무 및 백운 광산을 대상으로 풍촌층 상부 층준의 대표적 탄산염암을 구분

하고 각 유형의 전암 분석 및 VNIR-SWIR(visible near infrared-short wavelength infrared) 분광분석을 실시하여, 현장

에서 고품위 석회석의 CaO 함량, 이질 불순물 및 백색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동일 시료에서 분말

시료의 분광 반사도는 절단 시편에 비하여 매우 높은 분광 반사도를 보였고, 탄산염암의 분말 시료는 백색도와 분광

반사도가 0.99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전암 분석에서 확인된 충무광산의 방해석과 백운석 분말 시료를

75:25, 50:50, 25:75 질량비로 혼합하여 각각 스펙트럼의 변화를 확인하고, 탄산염암의 CaO 함량과 흡수파장을 비교

한 결과 0.98~0.99로 매우 높은 상관도를 보이고 있다. 탄산염암의 흡수파장과 화학조성은 2340 nm(55.86 wt.%)에서

2320 nm(29.71 wt.%)로 이는 CO3
-2 성분과 결합하고 있는 Ca 함량과 이를 치환하는 Mg 성분 함량의 차이에 따라

흡수 위치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장에서 분광분석을 통한 탄산염광물의 CaO 함량을 정량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요어 : 풍촌층, 탄산염암, 고품위 석회석, 단파장 적외선 분광분석, 백색도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seongyu@korea.ac.kr



336 김용휘 · 김규보 · 최선규* · 김창성

1. 서 언 

국내에서 산출되는 석회암은 주로 시멘트용으로 사

용되고 있으나, 화학성-물성(백색도 및 입도 등)의 규

격 기준을 만족하는 석회암은 중질 탄산칼슘, 생석회,

제철/제강, 탈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KIGAM, 2012). 이러한 석회암은 일반적으로 CaO 함량

기준에 따라 고품위(>52 wt.%), 중품위(50∼52 wt.%),

저품위(<50 wt.%) 석회석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석회

석의 고품위 품질 규격은 CaO 함량뿐만 아니라 불순

물로 함유된 MgO, SiO2, Al2O3, Fe2O3 성분도 중요

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KORES, 2015). 국내에서

석회석은 태백산 지역, 제천-단양 지역 및 안동-울진지

역에 광범위하게 배태되며, 태백산 지역에서는 태백-영

월-정선-삼척지역을 따라 밀집되어 있다. 특히 태백산

지역에서 고품위 석회석은 정선-임계-하장 지역을 중심

으로 조선 누층군의 풍촌층 상부에 분포하는 결정질

석회암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

어 고품위 석회석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태백산 지역 풍촌층의 고품위 석회석에 대한 성

인은 퇴적환경에 대한 층서적 관점(Ryu, 2003; Sim

and Lee, 2006; Yoon and Woo, 2006)과 화성활동과

연계된 열수작용에 의한 교대작용(Noh et al., 2004;

Noh and Oh, 2005)으로 양분되어 있다. 

정선-임계-하장 지역의 고품위 석회석 광상은 풍촌

층 상부 층준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개발 광상은 석회암의 색상 및 입도/조직뿐만 아니라

지화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선 지역 고품위 석회석 광산

인 강원, 충무 및 백운 광산을 대상으로 항내 지질조

사를 실시하여 풍촌층 상부 층준의 대표적 탄산염암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전암분석 및 VNIR-SWIR

분광분석을 비교하여, 고품위 석회석에 수반되는 다양

한 유형 탄산염암의 CaO 함량, 이질 불순물 및 백색

도를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제시함으로

써 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2. 지질 광상 개요

태백산 분지에서 조선 누층군의 풍촌층(대기층)은 약

200~300 m의 두께를 갖는 석회암층으로 대부분 (유)

백색~회색의 괴상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지역에 따라

암회색, 담홍색 석회암, 어란상 석회암 또는 셰일이 협

재되어 있다. 제1연화 광상에서는 풍촌층을 색상, 조직

및 백운석 존재에 따라 하부에서부터 P1, P2, P2s, P3,

P4, P5, P6, P7, P8의 9개 세부 층으로 구분하였으나

(Je and Lee, 1987), 정선-예미 지역에서는 풍촌층에

대하여 하부 석회암대, 중부 백운암대, 상부 고품위대

로 단순히 구분되고 있다(Kim and Lee, 2000). 

연구 대상인 정선 충무, 임계 강원 및 하장 백운 석

회석 광산은 풍촌층 상부 고품위 석회석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Fig. 1), 화강암과 접하는 풍촌 석회암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high-quality limestone deposits in the Taebaek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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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반적으로 백색 석회암으로 입상 당정질 산출 특

징을 보이며, 대부분 고품위 석회석 광산에서는 풍촌

층을 관입한 산성~염기성 암맥이 다수 확인된다. 충무

광산에서는 간혹 거정질 방해석 결정 복합체가 수 m

폭으로 횡적 연장이 확인된다. 임계 강원 광산의 시추

시료에서 확인된 풍촌층 하부, 중부 및 상부 층준의

산상은 다음과 같다.

풍촌층의 하부 석회암대(약 160~170 m)는 하부로

부터 이질 석회암에 박층 이질암이 협재되며, 점차 중

부에는 다양한 색상을 띄는 괴상 석회암, 상부에는 세

립질 괴상 회색 석회암에 백운암질 석회암 또는 암회

색 이질암이 부분적으로 협재되어 있다. 한편 풍촌층

의 중부 백운암대(약 60~70 m)는 담갈색~회색 중/조

립질 백운암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균열과

함께 제브라 및 각력상 조직이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남동석-공작석과 함께 황화물 세맥이 백운석 내

에 발달한 미세한 균열을 따라 충진하고 있다. 풍촌층

의 상부 석회암대(약 35~45 m)는 전반적으로 (유)백

색~회색을 띠는 세립질의 불연속적인 탄산염암 박층

이 혼재되어 산출되며, 이러한 탄산염암의 색상 변화

는 방해석과 백운석의 광물상 차이를 시사하고 있다.

간혹 다양한 크기의 암회색~갈색 포획물(clast)을 함유

한 렌즈상/층상 백운석이 협재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

한 탄산염 암편이 퇴적 당시에 혼합된 산출 특징을 시

사하고 있다(Fig. 2). 또한, 돔 형태의 암회색 탄산염암

층을 중심으로 백색 탄산염암이 수 cm~수십 cm 폭

으로 굴곡진 횡적 연장의 산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괴상 생초(bioherm)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석회암대는 화절층과 접촉하는 풍촌층의 최상부에

서 회색 또는 담갈색 우이드를 함유하는 층준(2~6 m)

이 발달되어 있다. 임계 강원 광산의 시추 시료에서는

석영/황화물 세맥이 산출되며, 담갈색~암회색 백운석

의 미세한 균열을 따라 황철석, 황동석과 함께 남동석

이 충진하고 있다. 암맥은 견운모화된 산성 암맥과 변

질되지 않은 염기성 암맥이 모두 관찰되는데 특히 염

기성 암맥의 접촉부에서 담회색 석회암은 원암의 층상

조직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이러한 암맥에 의한 열

변성작용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3. 탄산염암의 산상

풍촌층 상부 석회암대의 탄산염암 광석 시료는 색상

Fig. 2. The high-grade upper Pungcheon Formation in the Gangweon mine. A and B, underground mine photographs; C and

D, photographs showing different features of the carbonate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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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유)백색((milky) white), 담갈색(light

brown), 담회색(light grey), 회색(grey), 암회색(dark

grey) 유형으로 구분된다(Fig. 3). (유)백색 및 담갈색

광석은 전반적으로 균질한 괴상 조직의 단일한 탄산염

광물로 구성되며, 간혹 담회색~암회색 탄산염 암편을

포획하고 있다. 한편, 담회색~회색 광석은 전반적으로

수 mm 폭의 백색/회색 박층이 반복되는 퇴적암의 층

상 조직이 보존되어 있으며(Fig. 2), 어란상 조직을 보

인다. 특히 담회색 석회암은 간혹 층상 조직을 교차하

는 미세한 균열부에서 담회색의 층상 조직이 소멸되어

백색 석회암으로 표백된 백색화 현상을 보인다(Fig. 3).

암회색 백운암은 담회색 석회암 접촉대에서 담갈색 또

는 담회색 백운암의 점이적인 색상 변화가 확인된다.

이는 후기 열수작용에 의한 백색화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탄산염 광물의 입도는 대부분 수십~수백 µm 크

기로 산출되고 수 cm 크기의 거정 결정의 복합체가

관찰된다(Fig. 3). (유)백색 광석은 대부분 동일 색상의

방해석으로 구성되며, 입도는 30~200 µm로 타형 조

직(non-planar)의 특징을 보인다.

4. 전암분석

정선 충무, 임계 강원 및 하장 백운 광산의 풍촌층

상부 층준에 배태되는 고품위 석회석은 시추 및 항내

에서 (유)백색에서 암회색까지 다양한 색상 변화를 보

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상 조직에서 괴상 조직 또

는 미립 조직에서 거정질 조직까지 다양한 산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탄산염암을 색상 및 조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광물학적/지화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편광 현미경 관찰과 함께 전암 분석

및 VNIR-SWIR 분광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암 분석은

캐나다 Actlabs Ltd.에서 실시되었으며, 분석 방법은

1000oC에서 2시간에 걸쳐 디스크로 성형하여, Panalytical

Axios Advanced Wavelegth Dispersive XRF로 분석

Fig. 3. Photographs showing different color of the carbonate rocks. A. white; B, light grey; C, light brown; D, grey (ooid

texture); E, dark black; F, partly altered limestone along micro-cracks; G, mega-crystalline cal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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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전암 분석 시료는 투과/반사 현미경 관찰에 의

한 색상 및 조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5. 화학조성 

각 광산에서 산출되는 대표적인 탄산염암은 색상과

조직을 구분하고 전암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1). 전

암 분석 결과에 의하면 탄산염암의 색상 및 명암이 어

두워질수록 CaO 성분은 감소하며, MgO와 Fe2O3 성분

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Fig. 4). 이는 백운암화작

용 시 마그네슘과 철 성분이 함께 교대되는 산출 양상을

시사한다. (유)백색∼담회색 광석 시료는 CaO와 MgO

성분이 각각 53.15~55.64 wt.%, 0.14~1.86 wt.%이

고, SiO2, Al2O3, Fe2O3 성분이 <1 wt.%로서 불순물

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고품위 석회석의 규격 조건에

전반적으로 잘 부합되고 있다(Fig. 4). 이는 CaCO3의

구성비가 약 95~99%에 해당하는 거의 순수한 상태를

지시하고 있으며, 간혹 높은 MgO 성분은 (유)백색~회

색 포획물에 기인한다. 한편 암회색 탄산염암은 CaO와

MgO 성분이 각각 29.28~31.55 wt.%, 19.75~21.84

wt.%이고, SiO2, Al2O3, Fe2O3 성분은 시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백운암의 구성비가 약

Table 1. Chemical analyses of some selected carbonate rocks from the Gangweon (IG), Baegun (GMC) and Chungmu mines

(CM) in the Jeongseon area

No. Color

weight %
Whiteness

(%)
Remarks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LOI
Organic 

C
Total

G
an
g
w
o
en

IG14-3-2 white 0.15 0.09 0.06 0.02 0.19 55.20 0.02 < 0.01 0.01 43.92 < 0.5 99.65 93.9

IG14-2-2 white 0.18 0.09 0.05 0.01 0.34 55.39 0.01 < 0.01 0.01 43.92 < 0.5 100.00 -

IG14-3-1 light 
grey

0.13 0.09 0.04 0.03 0.14 54.73 0.01 < 0.01 0.01 43.91 < 0.5 99.09 87.6

IG14-3-3 light 
grey

0.20 0.10 0.05 0.04 0.16 54.52 0.01 < 0.01 0.01 43.85 < 0.5 98.95 89.2

IG14-1-1 grey 1.84 1.03 0.20 0.01 0.75 53.39 0.04 0.03 0.05 42.66 < 0.5 100.00 - banded

IG14-2-3 grey 2.38 0.15 1.15 0.15 6.60 45.99 < 0.01 0.03 0.04 43.54 < 0.5 100.10 52.7 ooid

IG14-2-1 dark 
grey

5.12 0.09 1.87 0.19 19.75 29.28 < 0.01 < 0.01 0.01 44.43 0.5 100.80 -

IG15-1-2 dark 
grey

2.06 1.07 0.51 0.09 21.05 29.71 < 0.01 0.06 0.05 45.84 < 0.5 100.50 53.1

B
ae
g
u
n

GMC2016-4 white 0.24 0.10 0.02 0.00 0.23 55.58 0.02 < 0.01 0.01 43.68 < 0.5 99.89 92.6

GMC160315-1 white 0.07 0.09 0.03 0.01 0.28 55.19 0.01 < 0.01 0.01 44.19 < 0.5 99.88 92.8

GMC160315-5B light 
grey

0.29 0.11 0.24 0.03 1.44 53.17 0.01 < 0.01 0.02 43.88 < 0.5 99.20 - ooid

GMC2016-3 light 
grey

0.43 0.12 0.05 0.01 0.30 55.64 0.02 < 0.01 0.02 43.70 < 0.5 100.30 -

GMC2016-2 light 
grey

0.61 0.14 0.06 0.01 0.32 54.80 0.01 < 0.01 0.02 43.50 < 0.5 99.48 80.3

GCM160315-4B light 
grey

0.98 0.70 0.14 0.01 0.35 54.40 0.02 0.01 0.04 43.15 < 0.5 99.81 -

GMC2016-1 dark 
grey

0.16 0.09 1.41 0.19 20.34 31.55 < 0.01 < 0.01 0.01 46.84 < 0.5 100.60 46.9

C
h
u
n
g
m
u

CM160314-1B white 0.14 0.09 0.07 0.02 1.86 53.15 < 0.01 < 0.01 0.01 44.01 < 0.5 99.34 -

CM160314-8 light 
grey

0.33 0.09 0.09 0.01 1.65 53.32 < 0.01 < 0.01 0.01 43.99 < 0.5 99.49 87.6

CM160314-6 light 
brown

0.19 0.09 1.17 0.19 20.71 31.29 < 0.01 0.01 0.01 46.98 < 0.5 100.60 -

CM160314-4A light 
brown

0.41 0.08 0.47 0.12 21.67 30.81 < 0.01 < 0.01 0.01 47.19 < 0.5 100.80 -

CM160314-2B light 
grey

0.04 0.09 0.04 0.01 0.78 54.65 0.01 < 0.01 0.01 43.96 < 0.5 99.59 -

CM160314-10A light 
grey

0.24 0.09 0.06 0.01 1.26 54.34 0.01 < 0.01 0.01 43.92 0.5 99.96 87.6

CM160314-5C dark 
grey 

0.14 0.09 0.45 0.12 21.84 30.55 < 0.01 < 0.01 0.01 47.36 < 0.5 100.60 -



340 김용휘 · 김규보 · 최선규* · 김창성

80~95%에 매우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어 고품위

석회석의 규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암석이다. 특히,

EPMA 분석 결과에 의하면 Fe 성분은 대부분 백운석에

함유된 Mg 성분을 치환한 철 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

SiO2 성분은 부분적으로 열수로부터 정출된 석영으로

추정된다. 또한 담갈색 탄산염암은 CaO와 MgO 성분이

각각 30.81~31.29 wt.%와 20.71~21.67 wt.%이고,

SiO2와 Al2O3 성분이 <1 wt.%로서 불순물이 거의 함

유되지 않은 암회색 백운암과 유사한 조성을 보인다.

회색 탄산염암은 간혹 층상 또는 우이드 조직을 보이

며, CaO와 MgO 성분이 각각 45.99~53.39 wt.%와

0.75~6.60 wt.%로서 고품위 석회석의 규격 요건에 부

합하지 않는 조성을 보인다. 이는 암회색 백운석과 (유)

백색 방해석이 혼합된 암석으로 쇄설성 퇴적물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탄산염암 층준에서 (유)백색~

담회색 탄산염암은 대부분 방해석으로 구성되는 반면,

회색~암회색 암석은 주로 백운석과 함께 소량 규산염

광물이 수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6. 분광분석

VNIR-SWIR 분광분석은 ASD사(Analytical Spectral

Device Inc.)의 350~2,500 nm 파장 영역에서 3~6 nm

분광해상도를 갖는 TerraSpec-4 Hi-Res Mineral 분광

계를 사용하였다. 대상 시료는 탄산염암의 색상 및 표

면 상태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절단 시편은 light-probe법, 그리고 분말 시료는 mug-

Fig. 4. Plots of the bulk compositions for different color of the carbonate rocks. CaO-MgO, CaO-SiO2, CaO-Al2O3-Fe2O3.

Fig. 5. Schematic illustration of VNIR-SWIR spectrometer

modified from A. Kerr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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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검토하였다(Fig. 5). 절단

시료는 상온 조건에서 1시간 이상 건조 후 분광 측정

을 실시하였고, 전암 분석을 수행한 동일 분말 시료에

대하여 분광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스펙트럼은 반

사 스펙트럼과 Hull-quotient 스펙트럼을 병행하여 사

용하였다. 반사 스펙트럼은 분광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가공되지 않은 스펙트럼으로 2가 철이온 또는 물과 탄

산염의 흡수 특성에 의해 전체적으로 볼록한 모양을

보여, 흡수 위치 및 정도를 포함한 흡수스펙트럼 모양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이와 같은 배경 값의 변화는 스펙트럼 변화를

인지하는 데 불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흡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곡선형태의 배경

값을 제거한 보정 스펙트럼(Hull-quotient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분광 정보를 취득하였다. 또한 백색도는 한

국광물자원공사에서 Konica Minolta사의 CM-700d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 백색도

고품위 석회석의 품질 규격에서 중요시되는 백색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SWIR 분광분석에서 측정된 분광

반사도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측정된 백색도의 상관

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백색도 측정을 위한 전처리 과

정으로 시료를 200 mesh로 미분쇄한 후 펠릿 제작

후 표면의 백색도를 측정하였다. 백색도 측정은 KS-

A0066 규격에 따라, 형광을 발하는 시료를 배제한 상

태에서 표준광(D65)을 사용하였다. 백색도 및 분광 반

사도에 대한 측정은 고품위 석회석 층준에 수반되는

탄산염암 중 대표적인 색상인 (유)백색(3개), 담회색(5

개), 회색(1개), 암회색(2개) 시료가 사용되었다. 특히

회색과 암회색 절단 시료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분

광 반사도를 보이며, 정확한 분광 특성을 획득하는데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동일 시료에 대하여 분말 시료

상태에서 재차 측정하였다(Fig. 6). 

단파장 적외선 분광분석은 시료 표면에 주사된 전자

기파에 대한 반사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석법으로 시

료 표면의 색상 및 요철 상태에 따라 산란현상에 의한

반사도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동일 시료에서 분말

시료의 분광 반사도는 절단 시편과 비하여 매우 높은

분광반사도 수치를 보인다(Fig. 6). 이는 절단된 표면에

서 특정 파장의 흡수 강도가 깊게 흡수되는 반면, 분

말 시료에서는 표면 산란에 의하여 투과 깊이가 감소

하는 특성에 기인한다(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백색도를 비교하기 위한 이상적 파장 영역은 광

물에 의한 흡수 효과가 배제되고, 전반적으로 일정한

분광 반사도를 유지하고 있는 1550~1720 nm 파장

영역 중 1600 nm의 분광 반사도를 기준으로 비교하

였다. (유)백색 탄산염암 시료는 분광 반사도가

94~95%로 백색도(92.6~93.9%)와 서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담회색 시료 또한 유사한 분광 반사도

(70~82%)와 백색도(80.3~89.2%)를 보였다(Table 2).

회색과 암회색 시료는 (유)백색 및 담회색 시료에 비해

Fig. 6. Reference spectra for different color of the selected

carbonate rocks. 
Fig. 7. Comparison of whiteness and reflectance at

1600 nm for the selected carbonate rocks. 



342 김용휘 · 김규보 · 최선규* · 김창성

낮은 백색도(46.9~53.1%)와 분광 반사도(31~38%)를

보이며, 1600 nm에서 측정된 분광 반사도와 백색도는

0.99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Fig. 7). 백

색도를 기준으로 석회석의 등급은 고품위 석회석

>90%, 중품위 석회석 85~90%, 저품위 석회석

<85%로 구분되며, 따라서 (유)백색 광석은 고품위, 담

회색 광석은 중품위에 해당된다.

8. 탄산염암의 분광분석

풍촌층 상부 층준 탄산염암은 색상 기준에 따라 (유)

백색, 담회색, 담갈색, 회색, 암회색으로 구분되었으며,

색상에 따라 CaO와 MgO 성분의 현저한 조성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탄산염암의 주요 구성 광물은 방

해석과 백운석이며, 간혹 일라이트(illite), 석영 및 황철

석이 극소량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다.

탄산염암은 일반적으로 단파장 적외선 영역에서 광

물상을 구분할 수 있는 2300~2370 nm영역에서 흡수

파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해석과 백운석은 각각

2340 nm영역과 2325 nm영역에서 각각 최대 흡수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흡수파장의 영역 차이는

탄산염광물의 CO3
-2 성분과 결합하고 있는 Ca와 Mg

성분 차이에 기인한다(Gaffey, 1986). 또한, 이 파장

범위는 탄산염광물(CO3
-2)뿐만 아니라 규산염광물의 Al-

OH, Fe-OH 및 Mg-OH로 흡수파장과 중첩되어 탄산

염암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1870~2200 nm에서

흡수파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순수한 방해석은

1880, 1995, 2165 nm에서 흡수파장이 나타나며, 백운

석은 1860과 1950 nm에서 흡수 특성을 보인다. 현미

경 관찰에 의하면 규산염광물의 함량은 극히 미비하여,

타성분에 의한 효과는 거의 없다고 사료된다. 고품위

석회석의 CaO 성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해석과 백운

석에 대한 흡수파장의 차이를 Ca-Mg 두 성분에 대한

이성분계 조성으로 변환하여, 고품위 석회석 광석의

CaO 성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광분석의 표준시료로 사용한 울산 광산의 방해석

은 CaO 성분이 55.86 wt.%로서 이상적 구조식의 화

학조성을 보이며, 분광분석의 흡수파장에서도 순수한

방해석의 흡수위치인 2340 nm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간 조성의 시료는 전암 분석에서 확인된 석회암

(CM160314-2B)과 백운암(CM160314-4A) 분말 시료를

75:25 (A), 50:50 (B), 25:75 (C)의 질량비로 혼합하

Table 3. Comparison of carbonate absorption peak from reference spectra

Sample
Carbonate absorption peak (nm)

Remarks (wt.%)
Reflectance Hull quotient

Ulsan mine 2340 2340 CaO, 55.86; MgO, 0.11; FeO, 0.14

CM160314-2B 2338 2337

A* 2335 2334 CaO, 48.69; MgO, 6.00; FeO, 0.13**

B* 2328 2327 CaO, 42.73; MgO, 11.26; FeO, 0.23**

C* 2323 2323 CaO, 36.77; MgO, 16.45; FeO, 0.33**

CM160314-4A 2320 2320

* Mixed specimen
** Calculated composition

Table 2. Whiteness (%) and reflectance at 1600 nm (%) from some selected carbonate rocks

Sample Color
Reflectance (%) Whiteness

(%)1600 nm

IG14-3-2 white 95 93.9

GMC160315-1 white 94 92.8

GMC2016-4 white 94 92.6

IG14-3-3 light grey 82 89.2

IG14-3-1 light grey 81 87.8

CM160314-10A light grey 83 87.6

CM1603-8 light grey 83 87.6

GMC2016-2 light grey 70 80.3

IG15-1-2 dark grey 38 53.1

IG14-2-3 grey 38 52.7

GMC2016-1 dark grey 31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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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준시료로 사용하였고, 각각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

정하였다(Fig. 8). 방해석(2.72)과 백운석(2.87)은 서로

유사한 밀도를 보이고 있어 이성분계 실험에서 질량비

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Klein and Dutrow, 2008). 

CM160314-2B, CM160314-4A 혼합 시료인 A, B, C

시료, 울산 방해석의 반사 스펙트럼과 Hull-quotient 스

펙트럼에 대한 흡수 위치를 검토하였다(Table 3). 각각 시

료에 대한 반사 스펙트럼은 2338, 2335, 2328, 2323,

2320 nm의 흡수파장을 보이며, Hull-quotient 스펙트럼

에서는 2337, 2334, 2327, 2323, 2320 nm로 동일한 흡

Fig. 8. Reference spectra for calcite, dolomite and intermediate mixtures. C, cutted specimen; P, powdered specimen; CM,

Chungmu. 

Fig. 9. Comparison of reflectance, hull quotient peak and CaO contents for calcite, dolomite and intermediate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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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파장이 확인되었다(Fig. 8). 이러한 탄산염암의 CaO

함량과 흡수파장의 상관관계는 반사 스펙트럼에서 0.99,

Hull-quotient 스펙트럼에서 0.98로 각각 매우 높은 상

관도를 보이고 있어, 현장에서 고품위 석회석의 CaO

조성을 판별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Fig. 9).

9. 적용사례

임계, 충무 및 백운 광산 시료를 색상별로 구분하여 색

상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Table 4,

Fig. 10). (유)백색 광석 시료는 CaO와 MgO 성분이

각각 53.15~55.86 wt.%와 0.11~1.86 wt.%이며, 흡

수 위치는 2338~2340 nm를 보이고, 담회색 광석 시

료는 (유)백색 광석 시료와 유사한 CaO와 MgO 성분

(53.32~55.64 wt.%, 0.14~1.65 wt.%)을 보이며, 흡수

위치는 2338~2340 nm로 (유)백색 탄산염암과 동일한

흡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유)백색과 담회색 광석의

분광분석 결과는 방해석 구성비가 약 95~99%로서 순수

한 상태의 방해석의 화학조성과 일치하고 있다. 담갈색

탄산염암은 CaO와 MgO 성분이 30.81~31.29 wt.%와

20.71~21.67 wt.%이며, 흡수 특성은 2320~2321 nm

로서 전형적인 백운암의 화학조성과 흡수 특성이 일치하

고 있다. 층상 또는 우이드 조직의 회색 탄산염암은 CaO

와 MgO 성분이 각각 45.99~53.39 wt.%와 0.75~6.60

wt.%이며, 2330~2337 nm의 흡수파장의 변화를 보인

다. 이러한 흡수 위치의 차이는 백운석과 방해석의 혼

합비 차이에 따른 화학조성을 반영하고 있다. 암회색

백운암의 CaO와 MgO 성분은 29.28~31.55 wt.%와

19.75~21.84 wt.%이며, 흡수파장은 2319~2321 nm

로서 담갈색 백운암과 동일한 흡수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암회색 탄산염암과 담갈색 탄산염암이 각각

상이한 색상을 보이지만, 흡수파장과 화학조성이 서로

유사함을 시사하고 있다. 탄산염암의 분광분석 결과는

(유)백색~담회색 탄산염암은 주로 방해석으로, 담갈색

~암회색 탄산염암은 주로 백운석으로 확인된 전암 분

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Fig. 10). 또한 CaO-MgO 2

성분계 탄산염암 조성과 반사 스펙트럼/ Hull-quotient

스펙트럼의 흡수파장 위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검량선은 중간 조성을 갖는 탄산염암에

서도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탄산

Table 4. Comparison of XRF and SWIR measurements for the CaO contents of some selected carbonate rocks from the

Gangweon(IG), Baegun(GMC) and Chungmu mines(CM) in the Jeongseon area

Sample

Reflectance

Carbonate peak 

(nm)

CaO (wt. %)

Calculated composition 

by SWIR

Chemical composition 

by fusionXRF

Ulsan 2340 56.28 55.86

GMC2016-4 2339 55.06 55.58

IG14-2-2 2338 53.84 55.39

IG14-3-2 2339 55.06 55.20

GMC160315-1 2338 53.84 55.19

CM160314-1B 2338 53.84 53.15

GMC2016-3 2338 53.84 55.64

GMC2016-2 2339 55.06 54.80

IG14-3-1 2340 56.28 54.73

CM160314-2B 2338 53.84 54.65

IG14-3-3 2339 55.06 54.52

GCM160315-4B 2338 53.84 54.40

CM160314-10A 2338 53.84 54.34

CM160314-8 2338 53.84 53.32

GMC160315-5B 2338 53.84 53.17

CM160314-6 2321 33.09 31.29

CM160314-4A 2320 31.86 30.81

IG14-1-1 2337 52.62 53.39

IG14-2-3 2330 44.07 45.99

GMC2016-1 2321 33.09 31.55

CM160314-5C 2319 30.64 30.55

IG15-1-2 2320 31.86 29.71



풍촌층 상부 층준의 고품위 석회석 동정을 위한 SWIR 적용 345

Fig. 10. Diverse reflectance spectra for different color of the carbonate rocks. C, cutted specimen; P, powder specimen; IG,

Imgye(Gangweon mine); GMC, Baegun mine; CM, Chungmu mine; x2 = 2 times increase on the y-axis.

Fig. 11. Comparison of reflectance and hull quotient peak, and CaO contents for different color of the carbonate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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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암의 CaO 조성비를 정량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Fig. 11).

10. 토의 및 결론

고품위 석회석 광산인 강원, 충무 및 백운 광산의

풍촌층 상부 층준을 대상으로 대표적 탄산염암을 분류

하고, 각 유형별 전암 분석 및 VNIR-SWIR 분광분석

을 통하여 고품위 석회석에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탄산염암에 대한 CaO 함량, 이질 불순물 및 백색도를

비교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법을 검토하였다.

풍촌층 상부 층준 탄산염암은 백색, 담회색, 담갈색,

회색, 암회색 색상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색상 차이는

주로 탄산염광물 유형에 따른 조성 차이에 기인한다.

백색~담회색 광석 시료(53.15~55.86 wt.% CaO)는

주로 방해석으로 구성되며, SWIR 스펙트럼의 흡수파

장은 2338~2340 nm이다. 반면에 담갈색 탄산염암

(30.81~31.29 wt.% CaO)은 주로 백운석으로 구성되며,

흡수파장은 2320~2321 nm이다. 또한, 회색(45.99~

53.39 wt.% CaO) 탄산염암과 암회색(29.28~31.55 wt.%

CaO) 탄산염암의 흡수파장은 각각 2330~2337 nm과

2319~2321 nm이다. 이러한 흡수파장의 차이와 전암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Table 4). 

탄산염광물의 단파장 적외선은 2300~2370 nm에서

흡수파장을 보이며, CO3
-2 성분과 결합하는 Ca, Mg,

Fe, Mn 함량비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Gaffey,

1986). 이러한 파장 영역은 탄산염광물(CO3
-2)뿐만 아

니라 규산염광물의 Al-OH, Fe-OH 및 Mg-OH성분에

의한 흡수파장이 중첩되기 때문에 탄산염암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870~2200 nm에서 추가적으로 흡수

파장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방해석은

1880, 1995, 2165 nm에서 흡수파장이 나타나며, 백운

석은 1860과 1950 nm에서 흡수 특성을 보인다. 임계,

충무 및 백운 광산에서 (유)백색~담회색 광석은 1877~

1882 nm과 1993~1996 nm에서 방해석의 전형적인

흡수파장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색상으로 산출되

는 백운암은 색상에 따라 흡수파장의 유무에 대한 차

이를 보인다. 담갈색 탄산염암은 1861~1863 nm과

1945~1950 nm의 전형적인 백운석 흡수파장이 나타나

지만, 회색~암회색 탄산염암은 해당 영역에서 흡수파

장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탄산염광물의 고유 파장으

로서 탄산염광물 동정에 용이하지만 낮은 반사도를 보

이는 탄산염암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탄산염광물에 대한 VNIR-SWIR 분광분석은 방해석

과 백운석 등 광물 동정을 위하여 흡수파장에 대한 연구

가 집중되었다(Hunt, 1977; Gaffey, 1986; Clark et al.,

1990; Zaini et al., 2012). 또한, Baissa et al.(2011)

은 지표에 노출된 탄산염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반사 스펙트럼의 흡수 정도 차이

를 이용하여 탄산염광물의 양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NDCI법(Normalized Difference Carbonate Index)을

제시하였다. 임계, 충무 및 백운 광산 탄산염암에

NDCI법을 적용한 결과, (유)백색~담회색 방해석은

0.03~0.08로 다소 넓은 범위를 보이며, 담갈색 백운석

은 0.05, 회색~암회색 백운석은 0.01~0.02로 낮은 수

치를 보이고 있다. 즉, NDCI법은 (유)백색~담회색 방

해석과 회색~암회색 백운석은 구분되지만, 담갈색 백

운석은 방해석과 일치하고 있어 색상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NDCI법은 탄산염암의 흡수파장을

분해하기 어려운 인공위성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으나,

시추시료 또는 광산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분석 오류

가 크다고 사료된다. 특히, CaO 정량분석법은 높은 분

광해상도를 갖는 장비에서 NDCI법과 비교하여 탄산염

암의 흡수파장 위치를 적용한 방법이 현장 탐사에서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고품위 석회석에서 불순물로 간주되는 철 성분은

Fe2+를 함유하고 있는 탄산염암의 흡수파장의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Fig. 12). 담회색 석회석(IG14-3-1),

담갈색 백운석(CM160314-6), 암회색 백운석(IG14-2-1)

시료의 FeO 함량은 각각 0.04 wt.%, 1.05 wt.%,

Fig. 12. Reference spectra of carbonate rocks with

different iron contents (given as weight percent F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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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wt.%이다. 즉 1000~1400 nm 영역에서 흡수파

장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지표로 적용될 수 있다.

FeO 함량이 >1.0 wt.%인 시료에서는 전반적으로 흡

수 특성을 보이고 있어 불순물로 철 성분의 존재에 대

한 정성적 개념으로 검토할 수 있다. 

탄산염암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산출 빈도를 보이는

점토광물은 이질 규산염광물의 양적 관계에 따라 좌우

되며, 이러한 판상 규산염광물은 대부분 Al-OH 결합

에 의한 흡광 특성을 보인다. 고품위 석회석에 Al2O3

함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판상 규산염광물

의 주 흡수 영역인 2200 nm을 검토하였으며, 이 영역

에서 흡수파장의 존재 유무는 일라이트의 양적 관계를

지시하고 있다. 고품위 석회석대인 풍촌층 상부 층준

에서는 Al2O3 함량이 <1.0 wt.%이며, 2200 nm 흡

수파장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풍촌층 하부 석회암

대의 석회암은 경하에서 약 2 vol.% 정도의 운모류가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Al-OH 흡수파장도 확인되었다.

또한, 백색도와 분광반사도의 상관관계는 0.99로 매우

높은 상관도를 보이고 있어 현장에서 VNIR-SWIR 분

광 반사도를 이용하여 고품위 석회석의 백색도를 판별

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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